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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KSRNT) Position Statement on Epidemics of E-cig
Related Lung Disease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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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KSRNT Chairman: Baek Yoo-jin, a
professor at Hallym University Medical School), had encountered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epidemiological report on the epidemics of an E-cig related lung
disease(Sept. 17), and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promotion of e-cigarettes (including
devices) and reckless advertising activities in the blind spots and the increase in number of
e-cigarette users (especially in the young population, including adolescents). We strongly urg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effective policie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s, including e-cigarettes (includ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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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보건당국은 담배제품 규제를 위해 더욱 강력
한 금연정책을 마련하라!”

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학회의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며, 전
자담배(기기 포함)를 포함한 담배제품 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액

바이다.

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E-cig related lung disease)의 발

□ 미국질병관리본부(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

생과 사망 사례에 대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보고(9월

증 폐질환이 2019년 9월 20일까지 총 908건(확진 495건, 추정

17일자)를 접하고,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자

413건)이 미국 45개 주와 버진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담배(기기 포함) 판촉 및 무분별한 광고행위와 이로 인한 (특히

9월 26일 현재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1,2)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인구에서) 전자담배사용자 수가 증가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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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금연정책 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국내에

록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금연학회는

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액상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위험에서 벗어나고 담배관련 질

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모니

환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

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9월 20일자 보도자료 참고).(3)

한 엄격한 규제와 정책을 항상 옹호할 것이다.

□ 이에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금연학회는
정부와 보건의료인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

요

약

환의 국내외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을 당부하며, 일반인들은 현
재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전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액상

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E-cig related lung disease)의 발생

□ 이번 사건의 역학적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과 사망 사례에 대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보고(9월 17

▶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를 접하고,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자담

▶ 임산부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배(기기 포함) 판촉 및 무분별한 광고행위와 이로 인한 (특히 청

▶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은 새로 전자담배를 시작하지 않

소년을 포함한 젊은 인구에서) 전자담배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아야 한다.

있는 것에 대하여 본 학회의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며, 전자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경우, 최선의 선택은 '

담배(기기 포함)를 포함한 담배제품 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

완전한 금연'이다. 부득이하게 완전 금연이 어려운 경우라면 역

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학조사 결과를 주시하되, 액상형 전자담배에 확인되지 않은 첨

이다.

가물 사용을 삼가고, 궐련(연초) 담배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한
다.

중심단어: 전자담배; 폐질환

□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끊기를 원하는 일반
인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상담 및 금연약물치료제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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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금연하기를 권고하며, 국가가 만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 금연캠프 등 금연서
비스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 국회와 정부는 담배회사의 무차별적인 홍보 및 광고에 무
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보호를 위해,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
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대한금연학회는 신종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제
품의 범람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관리 및 규제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
고 있는 현재의 구시대적인 담배사업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
히 주장하는 바이다.(4-6)
□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신종담배를 포
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위험성과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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